셀 모임 순서지

(2022년 7월 다섯째주)

Welcome - 아이스 브레이크
-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시원하게 보낼당신만의 노하우를 이야기 해 봅시다.

Worship - 찬양
☞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오 신실하신 주
Word – sharing
1. 주일 설교 나누기

☞ 주제 : 유혹을 이기십시오 (야고보서 1장 13~18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시련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헬라어의 시험이라는 단어는 시련(Test)과 유혹(Temptation)이라는 두 단어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 첫 번째로, 하나님은 유혹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
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약1:13)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
다는 것이니라” (요일1:5)
√ 두 번째로, 모든 유혹은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약1:14)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고후11:14)
√ 세 번째로, 유혹을 허락하면 욕심이 되고 그 결론은 사망이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약1:15)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삿14:2)
▮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
1) ‘아니오’ 라고 거절하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약1:16)
유혹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돈, 쾌락, 권력, 복수입니다.
2)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사탄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유혹하지만 결국은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계속)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약1:17)
❶ 하나님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계속 주시는 분이십니다.
❷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신7:9)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
니라” (약1:18)

2. 적 용
1) 내 삶의 여정에 고난으로 임하는 ‘시련’(Test)과 ‘유혹’(Temptation)에 대해 명확히 구분합시다.
2) 날마다 만나게 될 ‘유혹’에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Work - VIP 나누기 : 전도할 사람의 명단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
☺ 우리교회를 위한 기도제목 ☺
1. 리모델링이 은혜로 진행되게 하시고, 입주하는 힐스테이트 주민과 좋은 동역관계를 맺게 하소서.

2. 미래세대 여름 사역에 전무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3. 교회 주차장 문제가 속히 해결되고, 등록한 새가족들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소서.

